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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oughbred 경주마에서 amitraz 중독증 치료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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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3-year-old female Thoroughbred racehorse was presented following the accidental oral and

skin administration of amitraz. This case report describes the clinical signs and the treatment of this horse.
Clinical signs of amitraz toxicosis are associated with the stimulation of alpha2-adrenergic receptors. Amitraz
is seldom fatal because the effects can be reversed by alpha2-adrenergic antagonists. The horse displayed
typical clinical signs of colic, including pawing, small hard drops, tranquillisation, depression, ataxia,
muscular incoordination and impaction colic lasting up to 7 days. The syndrome was accompanied by mild
dehydration. The horse survived after persistent symptomatic treatment, including the giving of intravenous
fluids, antibiotics, multiple doses of mineral oil per o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nd
dexamethasone intramuscularly and intravenously.
Keywords : amitraz, colic, Thoroughbred racehorse, toxicosis

서 론

사람에서는 증상이 다양한데 기면, 혼수 및 경련 등
의 중추신경계가 억제되고 축동이 나타나거나 드물지만
은 동공확대, 호흡억제, 느린맥, 빠른 호흡, 방향상실, 저
혈압, 고혈압, 저체온증 또는 발열, 대발작, 고혈당증, 당
뇨, 다뇨, 구토, 위장운동감소와 장팽창 등이 나타난다
[4, 7, 11, 14, 17, 19, 29, 32, 33]. 동물에서 amitraz로 인
한 부작용이 간혹 보고되고 있는데 개의 부작용으로는
amitraz가 alpha-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가 유발되고 과량에 의한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가
려움, 다뇨증, 느린맥, 저체온증, 고혈당증 및 발작이 보
고되었다 [24]. 또한 개구리 배아에 척상기형 및 성장방
해를 유발하고 [22], 랫드 간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억제
제이며 [8], 임신한 랫드에서는 태아체중감소 및 태아사
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 [1]. 말은 이 약에 민감하기에 사
용하면 안 되고 [21] 큰잘록창자에 alpha-2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의심되지만 발병기전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Amitraz(N'-(2,4-dimethylphenyl)-N-[[(2,4-dimethylphenyl)imino]methyl]-N-methyl-methanimidamide)는
formamidine 계열의 살충제로서 주로 옴 또는 진드기와

같은 외부기생충 제거를 위해 농업 및 수의학분야에 사
용되고 있다. Amitraz는 경구 또는 피부로 흡수가 매우
잘되기 때문에 독성학적 위험은 매우 높고 사람 및 동
물에 중독증이 다발하고 있으며 [12, 15, 29], 흡수 된지
2-6시간 후에 혈중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피부, 간, 눈,
쓸개즙, 신장, 소뇌, 폐, 비장 및 생식샘에 저장되며, 4amino-3-methylbenzoic acid로 대사된 후에 오줌을 통하
여 배설된다. Amitraz의 독성기전은 alpha-2 adrenergic
agonist 및 monoamine oxidase inhibitor 효과가 있기에
중추신경 및 순환계통은 주요 표적장기이고 결국 심장
혈관 허탈 및 호흡억제가 나타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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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치명적인 결장폐색(colon impaction)을 유발 할 수
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0, 27].
국내에서 amitraz에 관한 수의학적 연구 및 중독 예는
실험동물과 개 등에서 몇 건 보고된 적이 있으나 [1-3]
말에서는 전무하기에 저자들은 Thoroughbred 경주마에
서 발생한 amitraz 중독증과 치료결과를 말 임상가에 도
움이 되고자 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Thoroughbred 경주마(암, 3세, 한국산)가 부산경남경마
공원에 입사하였고, 활발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나 피모
에 다수의 진드기가 관찰되어 마필관리사는 수 년 전부
터 사용해 온 진드기 살충제인 그린틱스(amitraz 12.5 g,
N,N-dimethylacetamide, ethylan, xylene; 녹십자수의약품
주식회사, 한국)를 물에 희석(1 : 30)하여 약 10 L 정도를
얼굴을 제외한 전신피부에 도포하였고, 말이 피부에 묻
은 약물을 핥아먹는 것을 관찰하였다. 다음 날 그 경주
마가 갑작스런 산통이 발생하여 KRA부산동물병원에 내
원하였다. 말의 상태는 폐색성 산통증상 뿐만 아니라 일
반 산통증상과는 다르게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몸
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심한 진정효과가 하루에 수차례
반복되었고 기면, 운동실조 및 사지불균형(muscular
incoordination)이 일반 산통보다 정도가 매우 심하여 술
후 회복하여 걸어가는 말의 행동과 같았다. 이상을 종합
한 결과 alpha-2 adrenergic agonist 효과를 나타내었기에
진드기 살충제에 들어있는 amitraz 중독으로 판단하여
수액(Safe-Flex Hartmann’s solution; CJ, 한국), 종합비타
민제(콤비콤씨 Inj.; 대성미생물연구소, 한국) 및 해독제
(Hepagen; Ozzano Emilia, Italy) 등으로 치료를 시작하
였다. 치료 5일째의 임상병리검사에서는 혈당이 600 mg/
dL, T-bilirubin이 3.5 mg/dL, ALP가 537 IU/L로 정상범
위보다 증가하였다. 7일간의 끌기운동, 수액(Safe-Flex
Hartmann’s solution; CJ, 한국), 포도당(Safe-Flex 5%
dextrose; CJ, 한국, Safe-Flex 10% dextrose; CJ, 한국), 소
염제(덱사손; 한동, 한국), 영양제(아미톱-D; 한동, 한국,
아리파민; 동방, 한국) 및 항생제(겐타마이신; 대성미
생물연구소, 한국, Neopenject; Dopharma BV, the
Netherlands) 등으로 치료 후에 건강이 회복되었다. 임상
병리검사에서 혈당이 증가하였고, 폐색성 산통 등의 임
상증상 및 수액요법 등 치료 세부결과는 Table 1에 표
시하였다.

고 찰

진드기는 피부에 손상, 이차감염, 농양, 빈혈, 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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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진드기중독증 및 진드기매개성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 [26]. Formamidine는 외부기생충 구충제로써 진
드기 등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고 정확한 작용기
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경전달물질인 amine의 대사
와 억제신경전달물질인 octopamine의 활성화를 담당하
는 monoamine oxidase를 방해한다 [30]. 그러나 포유류
는 이 방해에 저항이 있다 [24]. Amitraz는 미국에서 유
일하게 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formamidine계 물질이고
개, 소 및 돼지만 승인하고 있으며 [10], 이들 가축에 기
생하는 진드기, 옴 진드기 및 이를 구제할 수 있다 [30].
경구를 통한 급성독성일 경우 반수치사량은 개에서는
100 mg/kg, 기니픽 400-800 mg/kg, 랫드 515-938 mg/kg
그리고 mice에서는 1,600 mg/kg 이상이다 [23]. 본 연구
에서 회복하는데 7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Bonsall과
Turnbull 등이 보고한 잠재치사량 중독(potentially lethal
dose) 후에 살아남은 동물들은 모든 증상에서 완전히 회
복하는 데에 7-10일이 소요되는 것과 일치하였다 [9].
조랑말과 양에서는 amitraz가 가수분해 되어
BTS27271로 되는데 양 혈장에서는 약 5분후에 검출이
안 되지만, 조랑말에서는 최소 90분간 지속된다. 조랑말
에서 대사가 안 된 amitraz의 존속은 amitraz가 그 종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amitraz의 1차 및 2차 소
인 반감기(the primary and secondary disposition halflives)는 각각 2분 및 39분이다. 양은 BTS27271 확산에
관한 겉보기용량(apparent volume)이 조랑말보다 크고 청
소율이 빠르다 [25]. Amitraz는 말에서 운동활동을 감소
시키는데 용량에 따라 지속시간이 각각 다르다. 말체중
1 kg당 0.05 mg은 75분간, 0.1 mg은 120분간 그리고
0.15 mg은 180분간 지속된다 [16].
사람의 경우, 초기 혈당은 120 mg/dL보다 높고 AST
및 ALT도 증가한다 [6]. 경구를 통한 중독군은 피부를
통한 중독군보다 증상 및 회복이 심각하였으나 두 군에
서 사망은 없었고 [18],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하는데 1.05.2(mean, 2.1 ± 1.1)일이 소요되었다 [14]. 성마의 정상범
위는 혈당은 75-115 mg/dL, T-bilirubin은 1-2 mg/dL, ALP
는 138-251 IU/L이다 [21].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혈당
이 600 mg/dL, T-bilirubin가 3.5 mg/dL, ALP는 537 IU/L
으로 정상보다 다소 높았다. 말에서 amitraz 중독의 몇
몇 경우에서 고혈당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오줌배출량
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13, 29], 이 증례에 있어서 고
혈당증이 나타난 것은 전날 투여한 포도당 때문으로 판
단되었다.
말의 임상증상은 진정, 침울, 운동실조, 사지불균형,
폐색성 산통, 피부밑부종, 미약한 탈수 및 산증이 보고
되었는데 [5, 21, 27, 31], 본 연구의 임상증상과 거의 일
치하였다. 일반적인 폐색성 산통일 경우 통증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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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의 죽음에 도달한 말기에는 기면이 나타나지만 본
증례에서는 통증과 기면이 다발적으로 나타났고, 운동
실조 및 사지불균형이 일반 산통과 정도가 달리 매우 심
하였다.
말 잘록창자 폐색과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이는 오름
잘록창자의 폐색을 유발할 수 있다 [27]. 이 효과는 큰
잘록창자 폐색의 발병기전을 설명하는 몇 개의 단서를
제공할 수 도 있는데 특히 amitraz는 골반굽이 pacemaker
활동을 변화시켜서 왼배쪽 및 왼등쪽잘록창자 사이의
협조적인 운동을 깨뜨려서 과도한 섭취물 정체를 유발
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체가 증가함에 따라 섭취물
로부터 수분흡수가 증가하고 잘록창자 내용물의 탈수가
나타나서 결국 폐색이 유발되는데 [28], 이와 같은 기전
으로 경주마가 딱딱한 분변을 배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큰잘록창자에서 섭취물에 의한 폐색은 특히 골반굽이
및 오른등쪽잘록창자와 같은 해부학적으로 장의 내경이
작아지는 곳에 발생한다. 많은 위험인자들이 보고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26].
내원 7일째에 경주마는 생기가 있고 분변은 정상적이
었다. 2일 전에 투여한 mineral oil이 묻어나왔고, 직장
검사소견이 정상이었기에 폐색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됐
는데 폐색이 6일간 지속된다는 견해 [5]와 일치하였다.
Amitraz가 피부에 노출되면 비눗물로 세척하고
Yohimbin, 수액 및 flunixin meglumine을 투여하라고 권
장하고 있으며 [21], 이에 통증완화 뿐만 아니라 장 운
동에 자극을 주는 끌기운동(walking) [20], 장 내용물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수액요법, 장 통증을 완화하는 소염
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21] 등으로 치료한 결과
양호하게 회복되어 경주에 복귀하였다.

결 론

본 증례는 Thoroughbred 경주마가 amitraz 성분의 살
충제를 전신피부에 도포 후 경구 및 피부로 흡수되어 식
욕부진 및 변비 등 산통증상 이외에 심한 기면, 운동실
조 및 사지불균형 등의 alpha-2 adrenergic agonist 효과
를 나타내는 등 심한 임상증상이 일반적인 산통과 비교
되었다. 임상병리검사에서는 혈당, T-bilirubin, ALP가 증
가하였으며 끌기운동, 수액 및 소염제 등으로 7일간 치
료하자 건강이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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